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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ch eBike systems

eBIKE
라이딩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Bosch eBike 시스템은 지난 2009년 설립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 후, Eurobike 행사를 통해 처음 드라이브 
시스템을 발표하 였습니다. 이후, "e-powered by Bosch"가 새겨진 eBike는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Bosch
는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숙련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Bosch, Invented for life
보쉬 그룹은 창업자 로버트 보쉬가 188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Invented for life-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되는 
혁신 기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빌리티 
솔루션,소비자 상품, 산업 기술, 에너지 및 
건축 기술의 4 개 사업 부문 체제로 전세계 
41 만 명의 직원과 60 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소비자 상품 산업 기술 에너지 및 건축 기술

보쉬 아메리카 지부 보쉬 본사

보쉬 아시아 지부

Bosch eBike 시스템 10년의 역사 항상 한걸음 앞서 갑니다.



Performance Line 

Active Line 

Active Line Plus 

Performance Line CX 

Dual Battery Adaptor 1000 / 1250

Standard Charger

Performance Line 및 Performance Line CX의 드라이브 유닛을 위한 전향적 모터 보조 동력 페달을 밟는 
힘에 맞추어 보조 동력을 조절합니다. Tour와 Turbo 주행 모드 사이에서 조절됩니다. 각각의 주행 
스타일을 동적으로 개선합니다. 최상의 트랙션과 최적의 컨트롤로 오르막에서도 자연스럽고 완벽한 
라이딩 감을 제공합니다.

2010년 첫 제품을 출시한 이래, 보쉬의 전기자전거 
시스템은 꾸준히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며 시장을 선도 
해왔습니다. 보쉬의 드라이브 유닛과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라이딩을 가능케 
합니다. 
보쉬의 Performance CX, Purion, PowerTube 625
조합은 도심 뿐만 아니라 다운힐과 업힐이 거듭되고 
각종 장애물이 넘쳐나는 산악지대에서도 모험을 
즐기는 라이더들에게 보쉬 전기자전거 시스템만의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쉬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완성된 퍼포먼스 라인 CX는 
여느 면에서나 eMTB에 최적화된 드라이브 
유닛입니다. 넘을 수 없었던 장애물, 닿지 못했던 거리, 
보지 못했던 경치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보쉬의 
퍼포먼스 라인 CX는 라이더들에게 업힐의 매력, 
'Uphill Flow'를 새로이 느끼게 해줍니다.

Drive Units

Displays

Batteries

eMTB mode

Performance Line CX 
+ Purion + PowerTube 625

* 

Eco

Intuvia 

포장 및 비포장도로, 소로길와 장거리 투어링을 
  즐기는 스포츠 라이더에게 적합
최고 속도 25km/h, 최대 토크 65Nm의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보조동력을 지원
Cruise: 약 3.2kg 중량, eMTB 모드는 진단툴에서 
  활성화 가능 

유연하고 민첩한 가속, 최고 속도 25km/h 최대토크, 
 50Nm으로 완벽하게 제공되는 보조 동력을 지원 

혁신적인 기어박스 구조로 거의 무음에 가까운 구동 
약 3.2kg 중량의 컴팩트한 사이즈

라이더의 시야내에서, 핸들바 상의 조작 
장치를 사용해 직관적으로 온보드 컴퓨터 조작

어떤 조명 조건에서도 높은 가시성 보유 
eBike 정비 시기를 디스플레이 상에 알림 옵션 
USB포트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충전

투어 바이크, 장거리 통근차, 화물 운송, 또는 
eMTB에 적합

듀얼 배터리 용량 최대 1,250Wh까지 
2개의 PowerTube, 2개의PowerPack, 또는 
PowerTube + PowerPack으로 연결 가능 

지능형 에너지 관리 컨트롤 소프트웨어로  
두 배터리 동시 충전

각각 2.9kg, 2.9kg, 3.5kg의 중량
시티바이크, 트렉킹 및 eMTB에 적합

장거리 및 산악 주행시 최대 주행 거리와 고도
자전거 프레임 내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프레임 자체로 배터리 보호

수평설치와 수직설치 방식 중 선택 가능
안전장치로 자전거에 배터리 고정

유연하고 민첩한 가속, 최고 속도 25km/h, 
최대토크 40Nm의 보조 동력을 지원 

약 2.9kg 중량의 컴팩트한 사이즈
혁신적인 기어박스 구조로 거의 무음에 가까운 구동 

최대 토크 85Nm, 최고 속도 25km/h로 파워풀한 역동성 
급경사면에서는 최대 340%의 보조 동력을 제공 
eMTB 모드 및 추가 부스트 기능과 강력한 워크모드를 지원 
약 2.9kg에 불과한 중량 

PowerPack 400 / 500

PowerTube 400 / 500 / 625

각각 2.5kg, 2.6kg의 중량
도심 주행과 투어링에 적합
탁월한 주행 거리와 탑재량 보유 
eBike의 무게 중심에 가까워 안정감과 
 최적의 무게분산 제공 

Purion 

보기 편하게 구성된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충전상태, 속도, 주행모드, 주행 가능 거리, 
현재까지 이동 거리와 전체거리 등을 표시

엄지 손가락 만으로 조작해 원하는 정보 조회 
백라이트,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로 최적의 
가독성 구현

PowerTube 500/ PowerPack 500 충전시간: 
50% 2시간 / 100% 4.5시간

투어 바이크, 장거리 통근차, 화물 운송, 또는 
eMTB에 적합

듀얼 배터리 용량 최대 1,250Wh까지 
2개의 PowerTube, 2개의PowerPack, 또는 
PowerTube + PowerPack으로 연결 가능 

지능형 에너지 관리 컨트롤 소프트웨어로  
두 배터리 동시 충전


